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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Electronic & Electrical Products have problems how to reduce heat in trend reducing 
size and increasing speed. heat pipes worked by latent heats can solve problems for effective and quiet 
electronic applications.

  Heat Pipes have to be suitably designed for the external conditions due to showing optimum 
performance. it has influence on efficiency of heat pipes to the exterior structure changed by length, 
bending angle, diameter.

  Designing heat pipes has depended on experience from trial and error. this method wasted too 
many resources, but can't guarantee efficiency. to prevent those wastes, this study aims at making the 
thermal transfer coefficient predicting efficiency.

  In this study, the thermal transfer coefficient has been made from experimental results that used 
variables - lengths between heat source and radiation, bending angles, diameters of heat pipes. variables 
become non-dimensional in modeling process for making the coefficient.

기호설명

R : 무차원화 된 직경

Ru : 사용하고자 하는 히트파이프의 직경

Rl : 기준이 되는 최대 히트파이프의 직경(12.7mm)

l : 무차원화 된 길이

lb : 사용하고자 하는 히트파이프의 구부림 지점

L : 기준이 되는 최대 피트파이프의 길이

a : 히트파이프의 구부림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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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자전기제품은 고속화 및 고직접화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소형화의 추세에 놓여있어 발

생하는 열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자연대류

에 의한 방열장치의 냉각능력 이상의 냉각장치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전자장비의 발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대

표적인 것으로 히트파이프를 이용한 냉각시스템

이다. 히트파이프는 밀폐용기 내부의 작동유체가 

연속적으로 증기-액체 간의 상변화 과정을 통하

여 용기 양단 사이에 열을 전달하는 장치로 잠열

을 이용하여 열을 이동시킴으로써 단일 상의 작

동유체를 이용하는 통상적인 열전달기기에 비해 

매우 큰 열전달 성능을 발휘한다. 뿐만 아니라 

구조가 간단하고 무소음, 무전원이며 냉각효과가 

좋기 때문에 반도체장비, 휴대폰, 노트북컴퓨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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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가의 전자제품을 비롯한 공기조화기기, 
더 나아가 항공우주분야에 두루 사용되고 있다.

히트파이프의 형상변화에 따른 연구를 수행한 

논문은 1999년에 부준홍 등3)의 “Flexible Heat 
Pipe의 열성능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 2001
년에 박수용 등4)의 “Z자 형상을 갖는 히트파이프

에 대한 열성능 연구” 외 다수2)5)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히트파이프 설계는 

시행착오를 비롯한 경험에 의존했다. 히트파이프

의 외형을 최적화하는 구체화된 수식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히트파이프를 외부 상황

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는데 많은 자원의 낭비를 

요구했지만 그 결과물은 성능에 있어서 보증이 

어려웠다. 이를 방지하고자 보다 빠르고 효과적

으로 히트파이프를 설계할 수 있는 수식을 개발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실험과정 및 장치

히트파이프 내부의 유동형태는 이상유동

(Multy-phase Flow) 형태로써, 그 내부의 압력차로 

인한 유동장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많다. 때문에 

히트 파이프 내부 유동에 의해 열전달이 되어가

는 과정은 실험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이상유동에 의한 계산을 통해 

유동장 및 열전달의 과정을 예측한 뒤, 실제 실

험의 데이터를 이용한 보정 및 수식화로 모델링

을 한다. 이는 실험에 사용했던 부분만 응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상유동의 모델링보다 

간편하며 계산의 정확도가 향상되어 수식으로 풀

기 힘든 부분을 모델링 실험하여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히트파이프는 가장 일반적

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루브 타입 윅으로써 

전자 장비 냉각에 흔히 쓰이는 6mm 직경부터 열

교환기에서 사용되는 12.7mm 직경까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Fig. 1과 Fig. 2, 3처럼 실험장치를 구리블

럭과 히트파이프를 연결하여 구성함으로 구부림 

각도와 구부림 위치를 따로 측정할 수 있게 하여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Heater 부분에서 온도는 실험변수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 의 단일열량을 

가하여 실험하였다. 

Fig. 1 The Combination Heater with copper 
block and Heatpipe

Fig 2. The Adiabatic Areas in Condenser and 
Evap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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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operation of experimentation in 
Adiabatic condition

3. 결과 및 고찰

3.1 변수의 무차원화 

본 연구의 수식을 간단화하기 위하여 실험변수

들을 무차원화 하였다. 
수식의 모델링 과정에서 히트파이프 직경은 실

험에 사용한 최대 파이프의 직경인 12.7mm에 대

비하여 그 비율로 따져 무차원화(Dimensionless) 
하였다. 은 무차원화 된 직경, 는 사용하고

자 하는 히트파이프의 직경, 은 기준이 되는 

최대 히트파이프의 직경(12.7mm)이다.

R =R u /R l         

(6mm ≦ R u  ≦ 12.7mm) 

또한 히트파이프의 구부림 지점 또한 총 길이

에 대해 무차원화 된 수를 사용한다. 은 무차원

화 된 길이, 는 사용하고자 하는 히트파이프의 

Heater에서 구부림지점까지의 거리, 은 히트파이

프의 총 길이이다. 

l= l b/L              

(0.333 ≦ l ≦ 0.667)

각도는 원래 차원이 없기 때문에 무차원수로 

사용하도록 한다. 
a  : angle 

(0°≦ a ≦ 90°) 

3.2 히트파이프의 직경에 대한 열전달계수

 히트파이프의 직경이 6mm에서 12.7mm로 커

질수록 열전달계수가 향상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히트파이프의 직경에 상관없이 구부림 각도

가 커질수록 열전달계수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

다.

Fig 4. The Heat transfer coerricient of various 
diameter depending on bending angle

3.3 히트파이프의 구부림 지점에 대한 

열전달계수

히트파이프의 Heater에서 구부림지점까지의 거

리가 전체길이의 50%에서 66%로 증가되어도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히트파이프의 직경에 따른 열전달계수

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구부림각도가 커질수록 열

전달계수는 작아진다.

 
Fig 5. The Heat transfer coerricient of bending 
point depending on bending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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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결과의 수식화

무차원화 한 변수를 토대로 위의 실험결과를 

하나의 수식으로 정리하였다.

A = 1.00181-3.49082E - 5×l

B = 0.03029-6.10104E - 4×l

C = -0.00105+2.11769E - 5×l

D= 7.5391E - 6-1.52062E - 7×l

E= 104548.89674- 20549.23619R
+24252.80 015R 2

F= -6892.926 28+14465.27653R
-7814.004 33R 2

G= 53.88923-118.70179R+66.60935R 2

∴ k(thermal transfer coefficient(W/mK)) = 

(A+Ba+Ca 2+Da 3)×(E+Fa+Ga 2 )

4. 결 론

본 연구는 히트파이프의 설계 최적화를 위하여 

히트파이프의 직경, 구부림각도, Heater에서 구부

림지점까지의 거리에 대한 히트파이프의 열전달

계수를 수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히트파이프의 직경과 히트파이프의 열전달

계수는 비례관계를 보인다.

2. 히트파이프의 총 길이에 대한 Heater에서 구

부림지점까지의 거리의 비율은 히트파이프의 열

전달계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히트파이의 구부림각도와 히트파이프의 열

전달계수는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

4. 히트파이프의 직경, 구부림각도, Heater에서 

구부림지점까지의 거리에 대한 히트파이프의 열

전달계수를 무차원화 하여 수식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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